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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인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로서의 감사는 오래전부터 갖춰야
하는 주요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과 그에 따른 표
현들은 환경과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집단의 생활에서는 바
람직한 모습으로 생각한다. 특히 종교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
적 요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은 감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여유로움과 삶의 자세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의 고도로 경
쟁 구도화 된 사회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경쟁의 대상보다는 자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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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얻기에 관심이 된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아동기의 학생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가족의 위기나 해체, 경쟁구도 속의
학교교육,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감정은
물론이고,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학교 폭력의 단계는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교회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과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특성상 그 집단 내에서 대인 관계를
높일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기적 특성으
로 자기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함께 배려 할려는 생각
이 가능한 시기이고,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 집단으로, 가족이나 또래
동료 및 교회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가 가능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Seligman은 참가자들 스스로에게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사
람들에게 일주일 정도 감사의 편지를 써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경험
케 하였더니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한 참가자들은 진행하지 않은 참가자
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다1). 이런 결과는 우
리나라 초등학생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증진이 되는 활동들2)을 통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감과 조절 능
력을 통해 현재에 속해 있는 가족과 학교 또래 집단뿐만 미래의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감사 프로그램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명상이나 감
사에 대한 추상적인 활동인 반면, 본 연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
학교 반 단위의 또래집단에게 진행할 수 있는 집단 상담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고, 또래 집단 안에서 자아 효능감과 대인 관계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학생들은 감사 일기를 통해 자아 효능감을 높이

1) 김민정외 3인.「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아이들 1」. (서울 : 학지사, 2009), p. 95
2) 송관재.「대인관계의 심리」. (서울 : 학지사, 2002), pp. 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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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통해 원만한 또래 관계 및 신앙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
게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사의 개념
감사란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호의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정서로
어떤 행동이나 사건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3)이다. 결과
적으로 감사의 느낌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유익을 얻었다는 인식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인지적인 차원과 행동적인 차원을 고려한 포괄적인 의
미로, 감사라는 정서가 신체적인 변화와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4) 감사는 자신에게 유익을 준 사람 혹은 고마움의
정서가 확대되어져서 제삼자의 복지에도 기여를 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가지
는 것이 중요하다.5)
감사의 개념을 감사 인지 과정과 공감 정서 및 사회적 연대감의 형성에 필
요한 것으로 보든지, 고마움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의
경향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감사는 고마움의 귀인이 외부로 보는 인지와 정
서의 복합적인 상태로 도움을 준 타인이나 고마움에 대한 정서가 확대되어 타
인에게 기여하는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3) Adler, M. G., & Fagley, N. S. Appreciation :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2005. Journal of personality,
73(1), p. 79-114.
4) 노지혜 이민규.“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05), 454-455
5) 오윤선.‘감사가 기독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연구.’「복음과 상담」18권
pp. 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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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사의 개념
인명
Weiner
Lazarus &
Lazarus

감사의 정의
수혜자가 된 긍정적인 결과 의식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인식에 대한 인지과정
‘공감적 정서’로, 타인의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밑바탕

비고
인지과정
공감정서

Emmons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주었을 때 느끼는 긍정적 정서로 감사는 정서와
인지가 관여되는 복합한 상태

정서인지
복합

Fitzgerald

누군가에 대해 감사하는 따뜻한 감정,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우호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

행동성향

Adler &
Fagley

자신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도움이나 혜택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미덕

사회적
연대감
형성

Lopez,
Snyder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 경험에서 타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성향

긍정적
타인인식

McCulough

자신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들에서 다른
행위자가 베푼 선의를 알아차리고 긍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경향성으로 고마움에 대한
정서가 확대되어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고자하는
행동 경향성

행동
경향성

1) 감사의 구성 요소
감사의 구성 요소에 관해 연구한 Adler와 Fagley에 의하면 감사에는 8가
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인지적 특성에
서 볼 때, 감사를 뜻하는‘Thank’
는‘생각하다’
라는‘Think’
와 같은 어원6)
이다. 감사 등의 긍정적 정서로 경험하는 Fredrickson의 확장 및 증강이론에
서는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의 축소나 인지적 과정의 경
험등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을 증강시
킬 수 있다7)고 본다.

6) Deborah Norville.「Thank You Power」. 김용남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7. p. 96
7) McCullough, M. E., Kilpatrick, R. A., Emmons, R. A, & Larson, D. B. Is gratitude a moral
affect?, 2001. Psychological Bulletin,127, p. 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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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성향이 우울감의 감소와 개인의 안녕감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
8)는 연구를 살펴보면,
정에서“감사는 인지적, 정서조절의 전략에 매개한다”

특정한 경험으로 다시 사고하기와 긍정적 초점 변경 및 긍정적인 재평가의 인
지적인 전력이 주요하게 사용되는데, 중요한 감정으로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
의 대상과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
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다.

2.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동을 성공적으로 구조화하고
그만큼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자아 효능감에
근거한 인간 행동은 행위에 따른 결과로의 일반적인 신념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실
한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9)

자아 효능감은 개인의 기대, 또는 신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위 구성 요소
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자아 효능감의 구성 요소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
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 효능감의 구성 요소들로 각각의 상황에
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10) 자신감은 개인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확
인이나 신념의 정도로 정의한다.11)
하지만 자아 효능감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자신감은 자아의 능력에 대한 확
8) Noelle C. Nelson, 이상춘 역.「소망을 이루어 주는 감사의 힘」. (서울: 한문화, 2004), p.
187
9) 최은경.“자기표현 훈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울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6), p. 10
10) 이재일.“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 아동의 귀인 양식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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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나 신념의 정도로 축소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개인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으로 성립되며,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되어진다. 자기
조절 효능감이란 인간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자신의 행동 관찰과 자신의
목표 기준점에 비춰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의 판단의 기준점은 긍정적
이라면 더 새로운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행동 반응이 나타난다.

3. 대인 관계
대인 관계의 정의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사회학의 한 부분
에서 1950년대 이후 새로운 심리학의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령기를 인
지 발달 면에서 본다면 Piaget는 구체적인 조작기로 이해하며 이 시기 아동의
사고에는 급진전하고, 또 정신적인 조작이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 대인 관계
를 행동적 측면에서 볼 때 Leary는 타인과의 의식적이고, 분명하며, 상징적인
행위로 보았으며, 대인 관계를 일반적인 관계의 의미로 보았을 때, Heider는
보편적이고 심리 지향적이며,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행동의 연결로 보았다.
인간은 출생의 순간부터 타인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대인 관계의 표
상을 형성하며, 초기 대인 관계에 의해서 원초적인 신념 즉, 일평생동안 기준
점이 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의 여
러 환경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대인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인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이루면서
형성되고,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대인 관계에서 아동이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록 자아 효능감은 높게
나타나며, 타인에게 사교적이고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역할을 하
게 된다.

11)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1977.
Psychological Review, pp.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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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일기
평상시 감사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인지적인
안녕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이 더 높고, 자기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 능력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2)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
로 불려지는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성공의 원인으로 감사를 뽑는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매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감
사의 목록을 찾아서 일기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매일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서 기록한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것들이었다. 그러나 감사
일기를 통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인생에 어디에 초점을 두
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삶의 목적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감사 일기는 특별하게 감사해야 하는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보다
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작지만 감사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찾아내는 활동
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
답으로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스스로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는
과제들을 통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행위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
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칭찬으로 인한 대인
관계의 증진보다는 스스로가 타인을 도우면서 계발된 신뢰가 대인관계 증진
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13)

12) 노지혜 이민규.“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05), 454-455
13) John Demartini.「감사의 효과」. 변인영 역. (서울: 비전코리아, 2008),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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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해
1. 교회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
Piaget는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 면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설명을 하면서 이
시기에 아동들은 급진전해서 정신적 조작이 가능해진다고 보인다.14) 도덕적
인 발달 차원에서 같은 또래집단 간 상호 작용이 가능한 단계이며, 부모와의
종적인 관계와 함께 또래들과 횡적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서로
합의하에 협동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인 관계를 경험해서
사회적인 학습 능력을 습득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대인 관계의 기초를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이다.

2. 교회학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
초등학교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로 자아 효능감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변화를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첫째, 교회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행동을 결정할 지에 대한 영향
을 주게 된다. 초등학생의 상황에서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확신이 되어질
때, 그 환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반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판
단되어 질 때,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둘째, 자아 효능감은 기술이나 지식을 얻으려고 동기를 증가시키는 내재적
인 동기원으로 작용하고 자아 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특정한 일에 대한 지
속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15)
셋째, 자아 효능감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
도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높을수록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는 학생들은 부정적
14) Albert Bandura.「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p. 73
15) Albert Bandura.「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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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동이 재발된다. 즉, 자아 효능감이 미래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수치가 높
게 나타난다.

3. 교회학교 학생들의 대인관계 성향
교회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의 대인 관계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욕구는 타인과 상호작용과 연
합을 함에 있어서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속의 욕구와 애정의 욕구로
사랑과 애정에 집중해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려는 욕구이다. 그
리고 역할 성향은 자기주장과 집단의 지도력 및 독립성으로 특징을 짓고, 사회
적인 성향은 타인과의 수용력, 사교성, 우호적 사회관계의 형성, 타인의 느낌
에 대한 유의 반응으로 설명하였으며, 표면적인 성향으로는 경쟁성과 공격성
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의식적이며, 과시적인 반응 행동으로 정의하였다.16)

Ⅳ. 감사일기 집단 상담의 이해 : 교회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 감사 일기 진행 사항
본 연구는 K시에 있는 교회학교 4학년생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에 실험집단으로 참석한 30명은 매일 감사 주제가 제시된 상황에서 감
사 일기를 작성하는 집단으로, 매일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다. 비교집단
으로 참석한 30명은 감사 주제 제시 없이 매일 감사일기만 기록하는 집단으
로, 매일 과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다. 통제집단 30명으로 참석한 학생들은
감사일기와 관련이 있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각 집단은 실험 처치 전과 후에 자아 효능감 척도 및 대인관계의 만족도 척
도와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된 설문에 응답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 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상관 관계를
16) 김아영.「학업적 자기 효능감 :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 학지사, 2007),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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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경우의 경우에는 높은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낮은 효능감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자기 비하적인 성향 때문에
대인관계의 성향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에서는 자아 효능감
이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회기별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감사일기 작성 내용
회기

내용

사전미팅

- 오리엔테이션, 사전 설문작성

1주

- 실험집단 감사일기 작성(주제 제시)
1. 첫째 날 감사대상 : 부모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엄마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둘째 날 감사대상 : 선생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셋째 날 감사대상 :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힘든 일을 같이 해 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4. 넷째 날 감사대상 : 가족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나에게 격려해 준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5. 다섯째날 감사대상 : 학교생활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 여섯째 날 감사대상 : 이웃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준 옆집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7. 일곱째날 감사대상 :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하였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 비교집단 감사일기 작성
(주제 제시 없으며, 감사한 내용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2주

- 실험집단 감사일기 작성(주제 제시)
1. 첫째 날 감사대상 : 부모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엄마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둘째 날 감사대상 : 선생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셋째 날 감사대상 :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힘든 일을 같이 해 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4. 넷째 날 감사대상 : 가족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나에게 격려해 준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5. 다섯째날 감사대상 : 학교생활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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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째날 감사대상 : 이웃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준 옆집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7. 일곱째날 감사대상 :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하였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 비교집단 감사일기 작성
(주제 제시 없으며, 감사한 내용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3주

- 실험집단 감사일기 작성(주제 제시)
1. 첫째 날 감사대상 : 부모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엄마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둘째 날 감사대상 : 선생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셋째날 감사대상 :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힘든 일을 같이 해 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4. 넷째 날 감사대상 : 가족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나에게 격려해 준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5. 다섯째날 감사대상 : 학교생활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 여섯째날 감사대상 : 이웃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준 옆집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7. 일곱째날 감사대상 :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하였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 비교집단 감사일기 작성
(주제 제시 없으며, 감사한 내용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4주

- 실험집단 감사일기 작성(주제 제시)
1. 첫째 날 감사대상 : 부모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엄마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둘째 날 감사대상 : 선생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셋째날 감사대상 :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힘든 일을 같이 해 준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4. 넷째 날 감사대상 : 가족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나에게 격려해 준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5. 다섯째날 감사대상 : 학교생활 중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 여섯째날 감사대상 : 이웃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준 옆집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7. 일곱째날 감사대상 : 나 자신에게 감사한 것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예: 오늘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하였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 비교집단 감사일기 작성
(주제 제시 없으며, 감사한 내용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사후미팅

- 오리엔테이션, 사전 설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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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효능감의 성경적 관점에서는 신구약 성서는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요소 및 은혜의 방편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7)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으로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 신앙 행위로써 인간의 창조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
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편이 된다.18)

Ⅴ. 감사일기 집단 상담의 결과 : 교회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의 자기 효능감 비교
본 연구는 Bandura의 이론 및 해외의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서
국내에서는 일반적 자아 효능감 척도를 변형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게 알맞은 표현으로 보완한 척도19)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아 효능감 척도는
개인이 가지는 성취와 관련된 수행 상황에서의 효능적 기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로 가지는 자신감이나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등의
세 가지 아래 영역을 포함하는 24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은‘매우 아니다(1점)’
에서‘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
의 일반적 자아 효능감 신뢰도(Cronbach's α
)는 .80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 척도의 문항간의 신뢰도가 .85였다. 감사일기
를 실시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그리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자아 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세 집단의 사전-사후 자아 효능감의 측정치
들의 혼합적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로 먼저 자아 효능감의 측
정 시기와 실험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F(2,87)=
17) 전요섭,“감사의 긍정적 영향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 (신앙과 학문, Vol.14 No.3, 2009) p.
259-260.
18) 전요섭,“감사의 긍정적 영향에 기초한 기독교 상담”, (신앙과 학문, Vol.14 No.3, 2009) p.
259-282.
19) 양혜영.“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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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 p<.00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비
교 집단이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자아 효능감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제를 제시 받은 대로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한 실험
집단이 주제 제시 없이 감사 일기를 작성하게 한 집단보다 자아 효능감에 대
한 감사일기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감사일기를 작성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은 감사 일기를 작성치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 효능감
의 수치를 비교 해 볼 때, 그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작
성하기 위해 주제를 제시한 실험 집단은 주제를 제시하지 않은 비교 집단에
비해 사전과 사후의 추이 변화를 볼 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감사 일
기를 작성할 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결과
가 나타나게 됨을 입증하게 되었다.

2. 교회 학교 학생들의 대인관계 만족도
일반적으로 개인의 대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만족도 검사
(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를 재구성한 도구20)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총 26문항의 척도로 전체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 하위영역으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5개 문항과
두 번째, 부모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7개의 문항과, 세 번째, 교사와의 대인관
계로 7개의 문항, 그리고 친구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져 있다. 본 연구는 5점 척도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내
용의 문항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1-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부정
적인 내용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점수를 주어 계산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
서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척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
)는 .91이
었다.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
20) 은혁기.“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이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학술지 2001), pp. 1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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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혼합적 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의 결과를 볼 때, 대인관계의 만족도는
측정의 시기와 집단들 간의 상호적인 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87)=14.576, p<.001).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만족도 역시
자아 효능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증가
를 보였다. 감사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교회학교 집단들 중에서도 특히, 구
체적인 감사 주제를 제시하고 감사 일기를 작성하게 한 실험 집단의 대인관계
의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일기를 작성한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은 감사 일기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비해서 대인관
계의 만족도 수치를 비교해 볼 때, 그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시한 실험 참여 집단은
주제를 제시하지 않은 비교 집단에 비해서 대인관계의 만족도의 사전과 사후
의 추이 변화를 지켜봤을 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과적으
로 감사 일기를 작성할 때,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감사의 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하게 되었다.

3. 대인관계와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SPSS 12.0K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각 척도 간의 신뢰도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 간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 이루어진 자아 효능감과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치
를 각 집단들 간의 사전 동질성의 검증을 위해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실시 후 실시 전에 비해서 각 집단들 간
의 자아 효능감과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확인
을 위해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의 집단 상담의 실시 여부가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대
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 중에서 자아 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
증을 하기 위해“Baron과 Kenny(1986)의 분석법”
을 사용하여서 매개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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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런 매개효과의 의미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감사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
한 집단으로 통합하여서,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여부와 대인관계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자아 효능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Baron과 Canny(1986)”
가 제안한 세 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에 앞서 중다회귀분석의 과정이 위배되지 않는지 변인 간
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 ~ 1.16으로 다중공선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한 결과, 1단계에서 예측의 변인이 되는 감사 일기 집
단상담을 실시한 여부에 따라 매개변인인 자아 효능감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8, p<.001), 2단계에서는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결과가 종속 변인이 되는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β
=.61,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예측변인이
되는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 매개변인이 되는 자아 효능
감이 대인관계의 만족도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결과적으로“Baron과 Canny”
의 매개효과적인 분석 조건에 충족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이 유의미한 매개 모형인지에 대해서 sobel test를 실
시한 결과로 볼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통계
의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z=2.508, p=.012).
구체적으로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력을 통해서 살펴보면,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여부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대인 관계의 만족도에 대
해 설명했지만, 자아 효능감의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량이
45%(F(2,87)=34.98, p<.001)로 전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예
측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영향력(β계수)이 매개변인의 통제한 후에 유의미
하게 감소를 보여주고 있어서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성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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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감사 일기 집단상담의 실시 여부는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 효능감을 통한 부분적인 매개효과에
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4. 감사일기가 자아 효능감 및 대인 관계와의 부분적 매개 모형

감사 일기 집단 상담의 실시 여부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대인 관계의 만족도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아 효능감을 통한 부분적인 매개 효
과에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 프로그램이 자아 효
능감을 높이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결과
적으로 감사 일기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감사일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와 감사일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감사일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 향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Ⅵ.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교회학교 학생에게 기존의 칭찬 활동만을 활용해 왔던 프로그램
에 감사의 내용을 추가하여 긍정과 대화를 적용하여 얼마나 교회학교 학생들
의 자아 효능감과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존에 있는 칭찬 활동의 프로그램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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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감사의 내용들을 부가하여 대화와 긍정적인 것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과 행복의 변수에 대해 영향을 주었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사와 칭찬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감사 일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자아 효능감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감사와 칭찬 프로그램이 교회 학
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과 학업의 성취 수준과 가족의 기능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21)을 연구한 칭찬 활동 프로그램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희망과 자
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연구한 결과한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칭찬 활동 프로그램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아 효능감
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집단 상담의 긍정적인 심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상호 칭찬적인 활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결과와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와 학생이 다같이 참여하는 칭찬 활동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의 형성과 문제 행동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들22)과도 일치
하고 있다. 칭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고취하여 교회학교 학
생들의 희망을 증진시킨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성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의 칭찬의 역효과인 보상에 따라서 학습 되어진 행동이 아닌 내
적 성품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심리에서 주장하는 기본 전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
로 찾아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각자의 강점들에 대해 서로간의 감사와 칭찬
을 대화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감사 일기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실시 전
행복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관련변인은 자신의 자관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타인의 관점에 따른 객관적인 지표가
21) 김혜숙.“초등학생 문제 행동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22(2), p. 123-138.
22) 김수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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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Seligman(2005)과 그
의 동료들은 400명이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행복감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행복은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행복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더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며,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멕시코계 미국 노인들
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노
인들은, 낮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노인들에 비해 2년의 추수연구 기
간 동안 기능장애를 보이거나, 사망하는 확률이 절반 수준이었다23). 이를 통
해 볼 때 행복은 개인의 미래발전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보다는 자아존중감에서 더 높은 향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내용이 긍정 대화법, 감사, 칭찬 발표 등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더 긍정적으
로 지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낮은 향상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점으로 남겨둔다.
자원봉사자의 행복과 고독감과의 관계에서 자아 효능감의 조절효과에서
자원봉사자의 행복이 고독감에 영향을 주는 것24)으로 나타나 행복이 고독감
을 중재하는 것으로 감사와 칭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행복을 중재하여 또 다
른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을 더욱 증진시켜야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봉사자의 고독감을 감소
하기 위해서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적용한 행복 프
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복에 가치를 두는 현상은 문화 보편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
한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개념을 달리하여 왔다. Diener
23) Lazarus, R. S., & Lazarus, B. N. Passion and reason :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21
24) McCullough, M. E., Kilpatrick, R. A., Emmons, R. A, & Larson, D. B. Is gratitude a moral
affect?, 2001. Psychological Bulletin,127, pp. 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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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는 크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된다.25) 행
복의 인지적 요소는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반면에, 행복의 정
서적 요소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의미
한다. 정서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대부분의 순간동안 경험될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Diener
는 이러한 행복의 특징을 객관적 조건과 구별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
이면서 부정적 요소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일기
칭찬활동 프로그램은 교회학교 학생들의 희망과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이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심어주
어야 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
나로 자리매김하여,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 칭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
회학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연구의 설계는 사전·사후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로서 K시에
거주중인 교회학교 학생들 3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설문조사 하였다.
자아 존중감의 측정은 Rosenberg가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
록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26)는
.65이었다.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며, 본 연
구에서는 이승헌과 유성모가 개발한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25) Emmons, R. A.「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Thanks!」(How the New Science of Gratitude
Can Make You Happier). (서울 : 위즈덤하우스, 2007), p. 152
26)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9,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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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는 X2 검증을, 주요변수의 동질성 검
증은 t 검증으로, 프로그램 실시전 전·후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정도의 비교
는 paired t 검증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비교는 t 검증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 첫 번째인“감사, 칭찬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 존중감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 전 평균점과 실
험 후 평균점을 비교할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제 집단에서는 실험 전
평균점과 실험 후 평균을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 존중감의 점수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 두 번째인“감사, 칭찬활동 프로그램 실시 후 행복감 정도
는 높아질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실험집단에서는 실험 전 평균점과 실험 후
평균점을 비교할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실험 전 평균점
과 실험 후 평균점을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프로그램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행복감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평균은 실
험집단에서 더 높은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 칭찬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이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심어주
어야 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주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매
김 되어, 적극적 활용과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칭찬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증진효과를 검증한 바, 추후 각 단계별 교육과
정에 적용 후 그 차이와 효과를 비교해 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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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
하기가 약간의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K시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다. 학생들의 특성상 초등학생의 심리적 성향과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
이나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의 숫자가 적어서 다른 초등학생들 집단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가 짧은 시점의 일정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연구이므
로 차후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중요도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이 요구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견하
는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차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사용하였기에, 변수 간 관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교회학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칭찬과 감사이외에도 다양한데, 이 연구에서는 칭찬과 감사의 영향력만을 검
증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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